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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food consumption monitoring and real-time communication-based weight 
control program using a smartphone on weight reduction and maintenance in obese women. This study con-
sisted of two phases: an 8-week weight control program with food consumption monitoring and real-time 
communication using a smartphone and an 8-week follow-up. Sixteen obese female college students (＞30% 
body fat)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and we measured changes in body composition and dietary intake 
volume. Follow-up analysis focused on weight maintenance after 8 weeks of no contact. Total energy intake 
(P＜0.01), body weight (P＜0.001), percent body fat (P＜0.001), body fat (P＜0.05), and body mass index (P
＜0.001)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8-week weight control program. However, we could not observe to-
tal energy intake or body composition regain after the follow-up peri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food con-
sumption monitoring and real-time communication using a smartphone can be effective for weight control an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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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서구사회에서의 비만은 이미 보편화된 사회적 문

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비만율이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Jung 등 2003; Jeon 2006; Baek 등 2008). 
2012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체질량지수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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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19~29세 성인여성의 13.6%가 비만으로 나

타났는데(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nvention 2012), 부모님의 통제 하에 학교를 다니

던 중ㆍ고등학교 시기와는 달리 예전과 다르게 일

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수업시

간의 자유로움과 방과 후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 제
한된 경제력, 잘못된 영양지식 및 체형과 외모에 대

한 높은 관심 등으로 인해 자신의 식생활을 소홀히 

하기 쉽다(Choi 등 2010). 비만의 원인 대부분이 식

습관을 비롯한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비만은 치료보다는 관리 측면이 더 중요하며, 특히 

체중조절에 있어서 영양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음

식섭취조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ang & Kim 
2004). 

100명의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체중감소 프로그램

을 2년간 실시한 결과 단지 2%의 환자에서 9.1 kg 
이상의 체중감소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Westenhoefer 등 2003), 이러한 결과는 체중조절 프

로그램 종료 후 장기간 체중감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실생

활에서는 체계적인 식사조절 없이 단식이나 기타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방법을 이용하여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영양교

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의 확립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영양교육은 영양지식

을 높이는 것 이외에 식습관 및 식행동을 올바르게 

개선시키고 이것이 장기간 유지되도록 하는데 있다

(Kim & Kim 2010).
음식섭취조절에 있어 외부의 환경요인들은 직접 

작용하기도 하지만 음식섭취분량의 기준(consumption 
norm)이나 음식섭취량에 대한 모니터링(consumption 
monitoring)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며,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같이 작용할 수도 있다(Stroe-
bele & de Castro 2004). 이와 같이 음식섭취는 심리

적,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얼마나 먹을

지가 결정된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

다보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며 심지어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무의

식적으로 많은 음식을 먹게 된다(Wansink & Kim 
2005). 이것은 영화에 집중하는 사이 자신이 섭취하

는 음식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

문이다. 이렇듯 자신이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정확

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비만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하게 작용하게 된다(Polivy & Herman 2002). 
우리나라에서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과 휴대폰의 

광범위한 보급은 인터넷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에 발맞추어 휴

대폰에 다양한 기능과 인터넷 기능을 포함시킨 스

마트폰에 대한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Park 
등 2001). 특히 스마트폰의 실제 사용자가 체중조절

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젊은층임을 감안한다면 스

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식사섭취 조사 및 관리가 

상당히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을 알 수 있

다. 이런 이유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스로 음식

섭취 전과 후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상담자에게 전

송함으로써 식이섭취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상담자

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동기부여와 실시

간 영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체중조절 또

한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비

만 치료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 혹은 다양한 

다이어트의 방법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

지는 데 반해, 체중관리를 시도하여 체중감량에 성

공한 사람들이 체중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에 대한 추적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식이섭취 모니터링과 영양교육이 체중감소 및 유지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비만 여

대생 1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상담을 통해 식이섭취 모니터링의 향상을 유도하는 

8주 동안 체중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체중감량 

효과를 알아보았고, 체중관리 프로그램 종료 후 아

무런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8주 후 음식섭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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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al-time communication using smartphone.

체성분을 분석하여 체중조절 프로그램 중에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시내의 20∼24세 여대생들을 대상

으로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였고, 참여에 동

의한 여대생 40명을 대상으로 먼저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다. 이들 가운데 체지방률이 30% 이상이면

서 대사성 질환이 없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며, 
연구 시작일 이전 3개월 동안 다른 체중조절 프로

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는 여대생 22명을 선별하였

다. 먼저 8주 동안 22명의 연구대상자들에게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체중감량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프
로그램이 끝난 후 8주 후에 휴학이나 취업 등의 개

인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6명을 제외한 16명에 대한 

체중유지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2. 신체계측 및 체성분 검사

신장과 체중은 신장계(DS-102, Jenix Co, Korea)로 

매주 최소한의 옷만 입은 상태에서 맨발로 직립자

세를 취하게 하여 측정하였으며, 신장과 체중 각각 

0.1 cm, 0.1 kg까지 측정하였다. 체성분은 체지방 측

정기(In Body 3.0, Biospace Co, Korea)를 이용하여 

0주, 8주 그리고 16주에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체지방량, 체지방률과 근육량을 측정하였다. 
체성분 측정방법은 대상자의 연령과 신장, 성별을 

입력하고 시계나 반지 등의 금속제품을 빼고 최소

한의 옷만 입은 상태에서 손발을 전해질 티슈로 닦

은 후 맨발로 체지방 측정기기 위의 표시된 지점에 

정확히 올라선 후 양팔을 벌리게 하여 측정하였다. 

3. 실험방법

1) 식이섭취조사 방법 및 분석

스마트폰 사용교육은 실험시작 전 1회 60분간 이

루어졌으며 스마트폰 사용법과 실시간 상담에 관한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이 식사와 간식

을 포함하여 섭취하고자 하는 모든 음식에 대해 섭

취 전ㆍ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상담자에

게 전송하도록 하였다(Fig. 1). 사진 촬영 시 각도와 

거리에 따른 오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액정화면 가

득 채울 수 있는 높이에서 음식과 평행 각도를 유

지하여 촬영하도록 교육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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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SD (n=16)

Age (year)   21.84±1.50

Height (cm)  165.81±1.30

Weight (kg)   70.02±3.03 

BMI1) (kg/m2)   25.49±2.18 

Percent body fat (%)   35.43±1.63 
1) BMI: body mass index, body weight (kg) / [height (m)]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량을 계산하였다. 또한 상담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섭취량을 조절하도록 하였다. 또한 섭취가 끝

난 후에도 잔반의 양을 촬영하여 바로 상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담자의 지시에 따른 올바른 섭취를 

하였는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였다. 실험 시작 후 

연구대상자들의 식이섭취 모니터링은 스마트폰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섭취한 음식사

진의 촬영횟수 그리고 스마트폰에 기록된 음식영상

물을 본 횟수를 매일 저녁 상담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촬영된 사진들은 매일 웹사이트(club.cyworld. 
com/ddwudiet)에 업로드 하도록 하였다. 체중조절 프

로그램 동안 섭취한 열량 및 영양소의 분석은 연구

대상자들이 인터넷에 업로드한 사진을 바탕으로 

computer analysisnutrition(CAN Pro 3.0, Korean Nutri-
tion Society, Korea)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Kim 등 

2011).
또한 체중감량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한 확인 및 

이에 대한 조언을 위한 개인 면담이 주 1회 이루어

졌으며, 체중조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보 전달과 

체중 조절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한 이메일과 핸드

폰 문자 메세지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였다. 
식이섭취 모니터링에 관한 설문지는 0주, 8주 그리

고 16주 세 번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

해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나누어 측정

하였다.

2) 영양교육 프로그램

(1) 영양교육 

8주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90분 씩 총 3회(270분)
에 걸쳐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1회차 교육은 

비만에 대한 이해와 영양학에 대한 지식, 제2회차 

교육은 식이요법, 행동수정요법, 체중감량방법 그리

고 제3회차 교육에서는 음식섭취조절에 있어서 중

요한 환경적인 요인 중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 영양상담

영양상담은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상담자들이 실

시하였다. 상담자들은 연구대상자의 평소 섭취 열량

과 활동 여부를 조사 분석하여 현재 체중을 유지하

는데 필요한 열량요구량을 산출하였으며, 식습관과 

생활습관 교정을 위해 영양상담을 매주 1회(30분) 
실시하였다. 

4. 통계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program(ver. 12.0, SPSS 
Inc.,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및 분석을 하였다. 
16주의 전 기간 참여한 연구대상자 16명의 체성분, 
섭취량 등의 값은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산출하였으며 실험 전과 후(0주, 
8주, 16주)의 항목별 값에 대한 차이 비교는 유의수

준 P＜0.05에서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

였으며 Bonferroni 다중 비교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

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

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84세였으며, 평균 

신장은 165.81 cm였다. 실험 시작 전 평균 체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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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ime (n=16)

0 week  8th week 16th week

Weight (kg) 70.02±3.031)    67.67±3.08*** 67.96±3.30

BMI2) (kg/m2) 25.49±1.04    24.56±1.04*** 24.63±1.10

Fat mass (kg) 25.36±2.18  23.41±2.15* 24.01±2.25

Percent body fat (%) 35.43±1.63 33.71±1.68 34.34±1.69

Muscle mass (kg) 24.55±0.88 24.15±0.77 23.93±0.81

Data were analyzed with a repeated measures ANOVA followed by Bonferroni-adjusted post hoc test (*P＜0.05, ***P＜0.001). 
1)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D. 
2) BMI: body mass index, body weight (kg) / [height (m)]2

Table 2. Changes of body composition through food consumption monitoring using smartphone during 16 weeks.

Variables
Time (n=16)

0 weeks 8th week 16th week

Energy intakes (kcal)  1,377.73±587.031)    896.22±160.70**  1,061.94±261.32

Carbohydrate (g) 166.53±9.69 129.34±7.52* 144.27±7.20

Protein (g)   96.34±27.96 38.51±2.60   46.33±3.80*

Fat (g)  36.25±4.34  24.98±1.56*  33.28±4.30

Data were analyzed with a repeated measures ANOVA followed by Bonferroni-adjusted post hoc test (*P＜0.05, **P＜0.01). 
1)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D. 

Table 3. Changes of daily nutrient intakes through food consumption monitoring using smartphone during 16 weeks.

평균 체질량지수는 각각 70.02 kg, 25.49 kg/m2였고, 
평균 체지방률은 35.43%였다. 

2. 신체계측 및 체성분의 변화

연구대상자의 신체계측 및 체성분의 변화를 체중

관리 프로그램 전ㆍ후 비교와 프로그램이 끝난 8주 

후를 평가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체중(0주; 70.02 kg, 8주; 67.67 kg(P＜0.001), 16
주; 67.96 kg)과 체질량지수(0주; 25.49 kg/m2, 8주; 
24.56 kg/m2(P＜0.001), 16주; 24.63 kg/m2)는 8주 체

중관리 프로그램 후 통계적으로 각각 유의하게 감

소하였으나, 8주와 16주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아 8주에 감량된 체중과 체질량지수를 지속

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지방량

은 25.36 kg, 23.41 kg과 24.01 kg으로 0주와 8주 사

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P＜0.05)가 있었

고, 8주와 16주 사이에서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은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체지방률과 근육량은 0주, 8주와 16주 사

이에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영양소 섭취량의 변화

연구대상자들의 체중조절 프로그램 참여 전ㆍ후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 다시 8주 후의 영양소 

섭취량에 대한 변화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연구

대상자의 총 열량섭취량은 0주, 8주, 16주에 각각 

1,377.73 kcal, 896.22 kcal(P＜0.01)와 1,061.94 kcal로 

0주에서 8주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였으나, 8주와 16주 사이에는 늘어나는 경향은 나타

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탄수화물 섭취는 0주는 166.53 g에서 8주는 

129.34 g(P＜0.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8주와 16주 사이에는 144.27 g으로 8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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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ime (n=16)

0 week  8th week 16th week

Be aware of the amount of food I eat  1.37±0.811)  3.06±0.68*** 2.38±1.15

Take the photo of food I eat using mobile phone 1.44±1.09  2.06±0.93***    1.25±1.00***

Count the calorie of food I eat 1.26±0.58 1.88±1.03**    2.57±1.09*** 

Data were analyzed with a repeated measures ANOVA followed by Bonferroni-adjusted post hoc test (**P＜0.01, ***P＜0.001). 
1) One point: Never; Two point; Rarely, in less than 10∼30% of the chances when I could have; Three point: Sometimes, in about 50% of the 

chances when I could have; Four point: Almost every time, in about 70∼90% of the chances when I could have; Five point: Every time.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D.

Table 4. Changes of consumption monitoring levels through food consumption monitoring using smartphone during 16 weeks.

비해서는 증가하는 경향은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단백질 섭취는 0주(96.34 g), 
8주(38.51 g), 16주(46.33 g)(P＜0.05)로 0주와 8주 사

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8주
와 16주 사이에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질 섭취는(0주; 36.25 g, 8주; 24.98 g(P＜0.05), 16
주; 33.28 g)로 각각 0주에서 8주 사이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8주에서 16주 사

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4. 식이섭취 모니터링의 변화

0주, 8주, 16주의 식이섭취 모니터링에 관한 설문

지의 내용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식이섭취 모니

터링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인 ‘평소 섭취한 음식량에 

대해 잘 아는 편이다’의 질문에 0주는 1.37점, 8주는 

3.06점(P＜0.001), 그리고 16주는 2.38점으로 0주와 8
주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8주와 16주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두 

번째 질문은 ‘평소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잘 찍

는다’라는 질문에는 0주, 8주와 16주에 각각 1.44점, 
2.06점(P＜0.001), 1.25(P＜0.001)점으로 0주와 8주 사

이, 8주와 16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 질문인 ‘평소 음식 칼로리를 계산하

면서 먹는다’의 질문에는 0주, 8주와 16주에 각각 

1.26점, 1.88점(P＜0.01), 2.57점(P＜0.001)으로 0주와 

8주 사이, 8주와 16주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

인 차이가 있었다. 

고 찰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들과 

그들을 관리하는 상담자와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강화된 식이섭취 모니터링과 

영양교육이 체중감량에 있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는 가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체중조절 프로그램

에서는 식이섭취조사가 필수적인데, 식사일지와 같

이 기억에 의존하여 기록하는 방법보다는 카메라폰

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정확하게 식이섭취를 조사하

는 방법이 더 효과적임이 보고되고 있다(Chang & 
Ko 2007). 

비만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 중 저칼로리 식이

요법, 운동요법, 인지행동치료요법, 그리고 약물요법 

등은 평균 6개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8∼10%
의 체중감량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보고되고 있다

(Ulen 등 2008). 그러나 대부분은 1년 안에 체중의 

30%가 다시 찌는 요요현상이 발생하고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원래 체중으로 돌아온다(Weiss 등 2007). 
그러나 관찰적 연구에 의하면 지속적인 음식섭취의 

모니터링(Wing & Phelan 2005; Wadden 등 2007; 
Wing 등 2007)과 꾸준한 운동(Hill 등 2005) 등은 감

량된 체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다고 하였다(Jeffery 등 2000; Phelan 등 2009). 특히 

체중과 식이섭취에 대한 스스로의 꾸준한 모니터링

은 체중을 감소시키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

인이다(McGuire 등 1999). 그러므로 꾸준히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섭취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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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양을 기록하고, 인지하는 것은 물론 실생활과 

연결한 행동수정을 하고 있었다(Kayman 등 1990; 
Byrne 등 2003). 성공적인 체중감량의 유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모두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것이 아

니고 유용한 데이터도 많지 않은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성공적인 체중감량의 유지’에 대한 정의가 

일관되지 않고 또한 5년 이상 장기간 관찰이 된 연

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Wing & Hill(2001)은 ‘성
공적인 체중감량의 유지’를 의도적으로 최소한 초기 

체중의 10%를 감량하고 감량된 체중을 적어도 1년
간 유지한 상태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식이섭취 모니터링은 생리적인 신호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먹었다고 인지하는 섭

취량에도 영향을 받으며(Linne 등 2002) 시각을 통해 

음식량이나 비워진 그릇을 통해 개략적으로 판단하

여 이루어진다. Wansink & Payne(2007)의 연구에서

는 치킨 윙을 제공하였을 때 먹은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남은 뼈를 치우지 않은 테이블과 인식할 수 

없도록 남은 뼈를 계속 치운 테이블 섭취량을 비교

하였다. 그 결과 뼈를 치운 그룹이 뼈를 치우지 않

은 그룹에 비해 34% 더 섭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더 많이 섭취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Chang 등(2008)의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호일과 랩으로 각각 그릇 전체를 포장하여 김밥이 

보일 때와 보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였을 때 호일

로 포장한 경우가 더 적게 섭취하였는데 이러한 결

과는 실제 섭취량과 인지 섭취량 간의 차이라고 하

였다. 즉 가려진 시각을 통한 음식 모니터링의 부재

가 섭취하는 음식 양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하여 

실제 섭취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이섭취 시 모

니터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4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스

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는 횟수가 체중감량 프

로그램 종료 시점인 8주와 비교하여 16주에는 다시 

감소하였음에도 자신이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나 칼

로리를 의식적으로 인지하여 즉 섭취량에 대한 모

니터링을 증가시켜 체중조절 프로그램 시작 시점과 

비교 시 섭취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서의 섭취량은 1,377.73 kcal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평상시의 섭취량이라고 판단되

지 않으며 그 원인으로는 체중조절 프로그램 참여

에 대한 부담으로 참가자 스스로 섭취량을 줄인 결

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음식 섭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진행된 8주간

의 본 프로그램은 더 많은 섭취량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Kim 등의 연구(2011)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한 인

지적 접근은 단기간이 아닌 근본적으로 식사와 생

활 습관에 지속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행동 수정

이 가능하므로 체중감량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요

요현상에 대한 염려를 줄이고 적극적인 행동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Kayman 등(1990)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적인 운동하기, 과식하지 않기, 그
리고 채소와 과일 많이 먹기 등의 방법들을 통해 

체중유지나 체중감량이 이루어짐을 보고하였으며, 
Ogden(2000)은 체중감량 및 유지를 잘하는 사람들은 

비만한 사람이나 체중조절에 실패한 사람들에 비해 

건강한 식행동을 더 많이 실천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Kern 등(2002)은 폭식, 결식, 군것질하기, 과
식 등의 식행동들이 체중증가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군것질을 즐기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체중증가 속도가 빠르며, 식사 시 더 많은 열량 섭

취를 보인다는 보고도 있다(Basdevant 등 1993). Kim 
& Kim(2002)은 TV나 신문을 보면서 식사하는 경우 

식사에 관심이 집중이 되지 않아 포만감을 느끼기 

어렵고, 식사량에 무감각해져서 과식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높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들은 바람직한 식사 습관을 통해 프로그램 중에 감

량된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평균 열량섭취량이 실험 전보다 감소하여 8주에 

체중(P＜0.001)과 체질량지수(P＜0.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8주와 16주 사이에는 유의적

인 차이가 없어서 감소된 체중과 체질량지수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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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유지하고 있었다(Table 2). 연구대상자들은 식

사 때마다 음식섭취 전ㆍ후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음식의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식사습관 

및 음식의 종류 그리고 양에 대한 영양전문가의 관

리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체중감소는 실시간으로 실시된 식이섭취 모

니터링의 강화와 영양상담이 체중감소 프로그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Jung 등(2010)의 연구에서는 비만 여대생

을 대상으로 카메라가 장착된 모바일폰을 이용하여 

4주간 음식섭취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체중감량 프

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체중은 2.8 kg 감소하였으며 

체지방도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4.3 kg 감소하여 선행된 실험보다 더 

많은 체중감량과 체지방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는 

기간이 4주보다 길었던 점도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한 실험이 카메라폰을 이용한 실험에 비해 음식 사

진을 관찰한 횟수가 많았으며, 상담자와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하여 식이섭취에 대한 

모니터링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된

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여대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을 이용하여 식이보조제나 저열량 식이와 같이 생

리적 접근이 아닌 단순 식이섭취 모니터링과 실시

간 영양교육을 통한 인지적 접근으로 체중을 포함

한 체성분 등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

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을 

통한 인지적 접근은 단기간이 아닌 근본적으로 식

사와 생활습관에 지속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행동

수정이 가능하므로 체중감량 후에도 체중 복귀에 

대한 염려를 줄이고 적극적인 행동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8주 동안 스마트폰을 이용한 

체중조절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인 영양교육과 실시

간 커뮤니케이션으로 음식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함으로써 대상자의 체중과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효

과적으로 감소시키고 균형된 식사태도가 개선됨으

로써 바람직한 식행동으로 변할 수 있는 토대가 마

련되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체중을 유지할 수 있

었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체중관리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식이섭취 모니터링 강화

와 같은 식행동의 변화로 요요현상 없이 신체구성 

성분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어서 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체중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체지방량 30% 이상인 20∼24세의 비만 

여대생 16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스마트폰을 이용

하여 실시간 식이섭취 모니터링을 통한 체중감량 

효과와 더불어 효과적인 체중감량 후 8주 후에 다

시 추적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요요현상 없이 감량

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1. 연구대상자의 신체계측 및 체성분의 변화는 평균

체중(0주; 70.02, 8주; 67.67, 16주; 67.96)과 체질

량지수(0주; 25.49, 8주; 24.56, 16주; 24.63)는 8주 

프로그램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P＜0.001), 8주와 16주의 평균체중과 체질량지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8주에 감량된 체중

과 체질량지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체지방량은 25.36, 23.41과 

24.01로 0주와 8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P＜0.05)가 있었으나, 8주와 16주 사이에서

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은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2. 연구대상자의 총 섭취량은 0주는 1,377.73 kcal, 8

주는 896.22 kcal(P＜0.01), 그리고 16주는 1,061.92 
kcal로 0주에서 8주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감소하였으나, 8주와 16주 사이에는 칼로리의 

섭취가 늘어나는 경향은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탄수화물은 0주는 166.53 g에서 8
주는 129.53 g(P＜0.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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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였으나 8주와 16주 사이에는 144.27 g
으로 8주에 비해서는 증가하는 경향은 나타내었

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단백질(0주; 96.34 
g, 8주; 38.51 g(P＜0.05), 16주; 46.33 g)과 지질(0
주; 36.25 g, 8주; 24.98 g(P＜0.05), 16주; 33.28 g)
은 각각 0주에서 8주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8주에서 16주 사이에

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3. 식이섭취 모니터링과 관한 설문지 중 ‘평소 섭취

한 음식량에 대해 잘 아는 편이다’의 질문에 0주
는 1.37점, 8주는 3.06점(P＜0.001), 그리고 16주는 

2.38점으로 0주와 8주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적인 차이가 있었다. ‘평소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잘 찍는다’라는 질문에는 0주, 8주와 16
주에 각각 1.44점, 2.06점(P＜0.001), 1.25점(P＜ 

0.001)으로 0주와 8주, 8주와 16주 사이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평소 음

식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먹는다’의 질문에는 0주, 
8주와 16주에 각각 1.26점, 1.88점(P＜0.01), 2.57
점(P＜0.001)으로 0주와 8주, 8주와 16주 사이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식이섭취 모니터링을 

통한 섭취량의 인지와 영양교육 및 상담자의 관리

가 체중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체중관리 프로그램과는 달리 본 연구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대상자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식이섭취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

써 개개인의 생활환경에 맞는 구체적인 식행동 개

선이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효과적인 체중감량은 물론 지속적으

로 감소된 체중유지를 위해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기기들의 발전에 발맞추어 식이섭취 모니터링 강화

에 대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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